
https://doi.org/10.5392/JKCA.2021.21.03.282

소셜 빅데이터로 알아본 코로나19와 가족생활: 토픽모델 접근 
COVID-19 and Korean Family Life on Social Media: A Topic Model Approach

박선영*, 이재림**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및 생활과학연구소** 

Sunyoung Park(s2with@snu.ac.kr)*, Jaerim Lee(jrlee@snu.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족생활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1차 확산기에 블로그와 온라인 
카페에 게시된 소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키워드를 파악하고, 게시글에 잠재된 주요 토픽을 발견하는 것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시행되었던 2020년 2월 23일부터 4월 19일까지 네이버와 다음의 블로그 및 
카페에 게시된 글 중 ‘코로나’와 ‘가족’ 또는 ‘코로나’와 ‘가정’이 함께 언급된 문서 총 351,734건을 분석하 다. 
수집된 데이터는 전처리를 거쳐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 다. TF-IDF 가중치 값을 바탕으로 상위 100
개 단어를 살펴보았으며, 잠재디리클레할당 방식의 토픽모델 분석을 통해 총 22개 토픽을 도출하고 토픽명을 
부여하 다. 연구결과, 코로나19가 가족의 일상생활에 미친 전방위적 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식생활, 주거생
활, 여가생활, 종교생활, 자녀돌봄, 자녀교육, 가족관계, 가족의례 등에서 변화가 두드러졌다. 더불어, 가족 관
련 국내 문헌에서는 잘 논의되지 않던 건강공동체로서의 가족을 시사하는 토픽도 등장하 다.  

■ 중심어 :∣코로나19∣가족생활∣소셜미디어∣빅데이터∣블로그∣온라인카페∣토픽모델링∣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what social media posts tell us about family lif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by examining the keywords and topics underlying posts on blogs and online 
forums. Our criteria for web crawling were (a) blog and forum posts on Naver and Daum, the top portal 
sites in Korea, (b) posts between February 23 and April 19, 2020, the period of the first heightened 
social distancing orders, and (c) inclusion of “COVID” and “family” or “COVID” and “home.” We analyzed 
351,734 posts using TF-IDF values and topic modeling based on latent Dirichlet allocation. We 
identified and named 22 topics including COVID-19 prevention, family infection, family health, dietary 
life and changes, religious life, stuck at home, postponed school year, family events, travel and 
vacations, concerns about family and friends, anxiety and stress, disaster and damage, COVID-19 
warning text messages, family support policies, Shin-cheon-ji and Daegu. The results show that 
COVID-19 impacted various domains of family life including health, food, housing, religion, child care, 
education, rituals, and leisure as well as relationships and emotions.

■ keyword :∣COVID-19∣Family Life∣Big Data∣Social Media∣Blog∣Online Forum∣Topic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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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한국인의 가족
생활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1][2]. 어린이집 및 유
치원 휴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연기에 따라 가사 및 
양육의 어려움이 확대되었고,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가
족과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 다. 무급휴가, 임금삭감, 
휴업 및 폐업, 실직 등은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
졌으며[1], 홈쇼핑, 인터넷·모바일 쇼핑 이용 확대 등 소
비패턴이 변화하 다. 외출과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제
한되면서 직접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 으며, 가
정간편식이나 배달음식, 포장음식의 소비도 늘어났다
[3].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
족관계가 개선되고 유대가 강화된 가족도 있으나[4], 가
족 간 갈등이 오히려 증가하 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나
타나고 있다[5]. 해외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 이혼(Covidivorce)’이라는 신조
어가 등장하기도 하 다[6].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가족생활의 변화는 매우 다양
한 역에 걸쳐 일어나고 있어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
다. 그러나, 보건의료 및 제약 분야, 산업 및 경제 분야, 
교육 분야 등에 비해 코로나19와 가족생활에 관한 연
구는 부족하다. 코로나19 이후 가족의 변화를 다룬 연
구들은 가족돌봄[7][8], 가사 및 양육 분담[9][10], 성별 
불평등[11][12],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13-16] 등 특정 
측면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국내 연
구는 대부분 브리프, 이슈페이퍼 등의 형식으로 자료분
석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제한적이다. 최근에는 코로나
19가 가족에 미친 전반적 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
조사 방법을 활용한 연구[1]도 등장하 으나, 코로나19
와 가족생활 관련 연구는 초동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는 점에서 가족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사회조사 연구는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으나, 특정 변수를 선정하고 설문지를 개
발하게 되므로 제한적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
이 유래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가족생활을 연구할 
때는 선행연구나 학문적 통찰을 토대로 한 사회조사도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일반인들
의 글이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
나 인터뷰 등의 질적 연구방법은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이에 최근에는 다양
한 채널의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포괄하는 소셜 빅데
이터 연구방법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17].

소셜 빅데이터란 일반 대중이 블로그, 온라인 카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의 온라인 채널에서 생
성한 대규모 데이터로서 개인의 경험, 생각, 감정 등이 
담겨 있는 자료이다[18]. 소셜 미디어는 흔히 SNS와 혼
재되어 사용되곤 하지만 하나의 개별 미디어 서비스가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19]. 
소셜 빅데이터는 다양한 채널에서 수많은 사람이 만들
어낸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가치 있는 지식을 
추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20]. 

코로나19의 경우 확산 추이에 따라 가족생활 등 사회 
전반의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이를 신
속히 반 하는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상황이라는 점에서 가족생활의 
전방위적 측면을 포괄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는 일상과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주요 목
적인 소셜 미디어 채널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양한 소셜 미디어 채널 가운데 블로그와 온라인 카페
는 기록과 정보 교류의 목적이 큰 매체[21]이다.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 생각, 감정, 의견이 생생하게 담겨 있으
므로 가족생활과 같은 일상에 관한 연구의 풍부한 정보
원이 된다. 또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사이트의 게시물에 비해 글의 길이가 길어서 토픽 모델
링 등의 분석방법을 적용하기 적절하다는 특징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블로그와 카페 게시글 형태의 소셜 
빅데이터를 통해 코로나19 시기 가족생활을 설명하는 
키워드와 토픽을 발견하는 것이다. 키워드는 특정 주제
와 관련된 전반적 경향이나 양상을 담고 있으며, 토픽
은 거시적 맥락 속에 숨겨진 중요한 구조나 의미를 담
고 있다. 따라서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키워드 및 
토픽을 발견할 경우, 코로나19 이후 가족생활의 전반적 
양상과 구체적 측면을 동시에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소셜 빅데이터에 나타난 코로나19와 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 Vol. 21 No. 3284

족생활 관련 키워드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소셜 빅데이터에 나타난 코로나19와 가

족생활 관련 토픽은 무엇인가?

Ⅱ. 선행연구 고찰

1. 코로나19와 가족생활 관련 연구동향
코로나19는 개인과 가족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전

방위적인 향을 미쳤다[22][23]. 학자들은 코로나19가 
가족생활 등 삶의 근본을 변화시키고 지속적인 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24]. 코로나가 가족생활에 미
친 향을 논의한 Lee et al. (2020)은 한국인에게 수
면공간에 불과했던 집이라는 공간이 코로나19 이후 양
육과 교육, 가사노동, 소비, 여가, 종교활동 등 삶의 핵
심이 되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새롭고 복합적인 
의미의 공간이 되었다고 하 다.

코로나19와 가족생활을 연결한 선행연구는 자녀돌
봄, 가사노동, 가정폭력, 일과 가족 등 특정 주제에 초점
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코로나19 시기 자녀돌봄에 대
한 국내 연구에서는 부부가 양육을 분담하는 것이 중요
하며, 돌봄지원 서비스가 필요함을 강조하 다[7][8]. 
가사 및 양육 분담을 다룬 연구들은 코로나19 시기 여
성의 역할과중과 그로 인한 고용상태 위협 등을 논의하

다[9-12]. 이외에 아동학대, 배우자폭력 등 코로나19 
시기 가정폭력에 대해 논의한 연구도 있다. 이러한 선
행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이 폭력과 학
대의 위험성을 높이며,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파트너나 
부모와 온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높은 수준의 위험
에 노출된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도움요청 및 
외부개입이 어려워짐으로써 집이 위험한 공간이 되었
다고 하 다[15][16]. 

일과 가족의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유
연근무, 강제휴가, 해고 등의 조치에 따라 근로의 양상
이 변화하면서,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에 중요한 향을 
미치고 있다[25][26].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을 전담해야 하는 한부모의 어려움을 살펴본 
연구도 있다[27]. 이외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상
실[28], 임신과 출산[29]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가
족생활 관련 교육, 상담 등 비대면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을 담은 연구도 등장하고 있다[30][31]. 이론
적으로는 코로나19의 향을 생애과정 관점에서 논의
한 연구도 있다[32].

코로나19와 가족생활에 관한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
의 대부분은 초동적 수준에서 연구자의 통찰이나 국가
통계, 뉴스기사 등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코로나19가 가족생활에 미친 향을 
파악한 연구[1][33]도 등장하고 있으나, 코로나19와 가
족 관련 연구는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의 일상 전반에 일어난 
변화 또한 막대할 것이다. 이에 코로나19 맥락에서의 
가족생활에 대해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코로나19 관련 소셜 빅데이터 연구동향
전염병 재난은 삶의 거의 모든 분야에 향을 미치므

로[34] 코로나19가 가족생활에 가져온 변화를 분석할 
때도 다양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
하다. 기존의 사회조사 방법은 특정 측면의 변화를 구
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상생활 
전반의 변화를 빠르게 알아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가족생활에 미친 다양한 
향을 탐색하기 위해 대규모의 온라인 게시글을 분석하
는 빅데이터 분석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온라인에서 
수집한 빅데이터는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생산되고 저
장된 방대한 정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정보의 양과 질
이 기존의 사회조사 자료와 차별된다[35].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자연어 형태의 온라인 빅데이
터 분석방법을 활용한 연구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36-44]. 해외에서는 중국의 코로나19 이후 뉴스 빅데
이터를 수집하여 토픽을 추출한 연구[41], 중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인 위챗과 웨이보의 게시물을 분석하여 코
로나19가 농촌경제에 미친 향과 농촌 지원 정책과 
관련된 토픽을 추출한 연구[42]가 있다. 이외에도 트위
터 게시글 중 코로나19와 외로움(loneliness)이 동시에 
등장한 문서에서 토픽을 추출한 연구[43], 코로나19 이
후의 관광산업에 관심을 갖고 트립어드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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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Advisor)의 게시글을 분석하고 토픽을 추출한 연
구[44]도 있다. 이상을 토대로 보면, 해외의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빅데이터 연구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채널, 
다양한 주제가 특징적이다.

반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코로나19 관련 온
라인 빅데이터 연구는 대부분 뉴스 등 언론보도를 수
집, 분석하여 핵심 키워드 및 토픽을 파악하고 시기별 
변화 동향을 알아보았다[36-38]. 트위터 데이터를 분석
하여 키워드 및 토픽을 파악하고 토픽별 정보확산 네트
워크 및 속도를 비교, 분석한 연구[39]와 코로나19 관
련 네이버 지식인 질문을 분석하여 토픽을 파악하고, 
질문에 나타난 불안, 걱정 관련 단어를 네트워크 분석
한 연구[40] 등도 존재하지만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국내 선행연구들은 동일하게 ‘코로나19’, ‘신종코로
나’, ‘우한폐렴’ 등의 검색어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 음에도 결과의 양상, 연구의 시사점 및 제언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
러한 차이는 분석한 데이터의 채널별 특성 차이에 기인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뉴스 데이터를 통해서는 공식적 
논의와 사회적 관심 등을 알아볼 수 있으나, 일반 대중
의 개인적인 상호작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 소셜 빅데이터는 대중들이 블로그, 온라인 카페, 
SNS 등의 온라인 채널에서 공유한 대규모 데이터로서 
개인의 경험, 생각, 감정 등이 담겨 있다[18]. 따라서 소
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가족생활
을 일반 대중의 목소리를 통해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
으며, 다양한 사람들의 논의를 포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셜 미디어1의 종류는 블로그, SNS, 위
키스, 콘텐츠 커뮤니티(예: 유튜브), 팟캐스트, 카페, 트
위터 등이 있다[45]. 소셜 미디어를 구성하는 채널이 다
양하다 보니 이용자의 이용 동기에 따라 소셜 미디어의 
종류 및 이용 정도가 달라진다[46]. 효과적인 소셜 빅데
이터 연구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생성, 사용하는 이용자
의 특성과 채널별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47]. 
국내에서 소셜 미디어의 양방향적 소통, 신속한 커뮤니
티 구성, 공통 관심사의 공유 등이 주로 나타나는 채널

1 소셜 빅데이터라고 할 때 뉴스기사를 포함하는 연구도 있으나, 
소셜 미디어는 기자, 학자 등 특정 집단이 아닌 일반 대중이 생
성한 자료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소셜 빅데이터에 뉴스기사를 포함하지 않았다. 

에는 블로그, 온라인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있다
[48]. 채널별 특성을 보면, 블로그는 사용자의 관심사에 
따라 일기, 칼럼, 기사 등 자유로운 형태의 기록이 가능
한 개인이나 집단의 홈페이지이다[49]. 온라인 카페는 
유사성을 공유한 회원들 간의 관계 형성을 돕고, 자유
롭게 의견을 논의,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이다[50]. 
트위터는 단문 위주의 콘텐츠 구성으로 관심사와 이슈
의 확산 및 공유가 용이하며, 팔로우라는 독특한 구조
를 통한 관계 형성 및 유지가 가능하다[51]. 페이스북은 
간단한 글과 댓글 작성, 좋아요 버튼 등을 통해 쉽고 빠
르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 네트워크를 유지, 확장하
기에 용이하다[52]. 즉, 블로그와 카페는 자유로운 의견 
공유와 개인적 표현이 주요 기능이므로 게시글의 내용
이 상대적으로 풍부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간단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확산 및 공
유, 네트워킹이 주요 기능이므로 게시글의 내용이 상대
적으로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시기 가족생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과 성별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고 
문서 내에 여러 논의가 담길 수 있는 채널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포털 사이트 중 이
용자 수가 가장 많은 네이버와 다음의 블로그 및 카페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가 가족에 미친 향을 알
아보고자 한다. 블로그와 카페는 게시글의 길이가 상대
적으로 긴 경우가 많아서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빅데이터 분석방법인 토픽모델 분석에도 장점이 있다. 
다수의 비정형 문서에서 글의 주제를 바탕으로 단어를 
분류하는 토픽모델링을 활용할 경우, 블로그와 카페 게
시글에 잠재된 주요 토픽을 파악할 수 있다. 토픽은 코
로나19가 가족생활에 가져온 다양한 변화의 역과 내
용을 드러내므로, 코로나19 이후 가족생활의 전반적 현
황을 파악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 전처리, 분석의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단계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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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수집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기간은 국내 코로나19의 1차 

대유행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2020년 2월 23일부터 
2020년 4월 19일까지로 총 57일이다. 2월 23일은 정
부가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날이며, 3
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가 시행되었다. 4월 20일에는 두 달 만에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
환되었다[53].

데이터 수집은 수집기간 직후인 2020년 4월 23일에 
이루어졌으며, 소셜 미디어 게시글 수집을 위해 빅데이
터 분석 솔루션인 텍스톰(Textom)을 활용하 다. 텍스
톰은 웹과 소셜미디어 상의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세트(dataset)를 형성하며, 단계적 처리방식을 
통해 데이터 큐레이션의 효율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텍스톰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제목과 
원글만 수집되므로, 댓글은 제외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
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족생활의 전반적 경향을 파
악하는 것이므로 ‘코로나’가 반드시 포함되면서 ‘가족’ 
또는 ‘가정’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게시글을 수집하 다. 
텍스톰에서 ‘코로나 + 가족’, ‘코로나 + 가정’ 각각의 검
색어로 두 세트의 원자료를 수집하여 통합한 후 중복 
게시글을 제거한 상태에서 전처리 및 분석을 하 다. 
텍스톰 솔루션은 유료서비스의 경우에도 채널별로 하
루에 게시된 글을 최대 1,000건까지 수집가능하다는 
제한점이 있어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코로나 + 가족’, ‘코로나 + 가정’의 두 세트의 데이터를 

별도로 수집하 다.
데이터 수집 채널은 네이버와 다음의 블로그, 카페

으며, 채널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의 목적이 코로나 19와 관련된 가족생활의 전반적 경
향을 알아보는 것이므로, 경험 및 의견의 공유가 자유
롭게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내용이 풍부한 블로그
와 카페를 선택하 다. 둘째, 네이버와 다음을 선택한 
이유는 국내 검색포털 가운데 점유율 1, 3위를 차지하
고 있기 때문이다[54]. 점유율 2위인 구글의 경우 블로
그나 카페를 운 하지 않아 제외되었다. 페이스북, 유튜
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SNS 채널은 텍스톰을 활
용하여 테스트해 본 결과 수집되는 게시글의 수가 다른 
채널에 비해 적어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 다.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SNS 채널은 
채널별로 이용자의 특성이 매우 다른 경향[55][56]이 
있어, 소셜 미디어 채널 중 이용자 특성이 유사한 블로
그와 카페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 다. 셋째, 
뉴스 채널을 제외한 이유는 코로나19 확진 및 확진자 
동향, 관련 정책 소개 등에 대한 게시글이 과도하게 수
집될 가능성 때문이었다. 즉 뉴스기사를 포함할 경우, 
토픽모델 분석의 결과로 코로나19 현황에 대한 주제가 
다수 도출되어 가족생활에 대한 토픽이 부각 되지 않을 
우려가 있었다.

최종적으로 분석한 게시글은 총 351,734건으로 수집 
기간이 짧았음에도 방대한 자료이다. 블로그 총 
216,230건(다음 102,230건, 네이버 114,000건), 카페 
총 135,504건(네이버 86,502건, 다음 49,002건)이었
다. 텍스톰 프로그램의 경우 채널별 일별 최대 수집량
이 1,000건이므로 데이터 수집기간인 57일간 매일 최
대 건수로 수집할 경우 57,000건이 된다. 본 연구에서
는 ‘코로나 + 가정’과 ‘코로나 + 가족’의 검색어 각각의 
데이터를 수집하 으므로 57,000건 × 2 = 114,000건
이 수집될 경우 57일간 매일 일별 최대 수집량을 수집
한 셈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네이버 블로그만이 여기
에 해당하 다. 

2.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전처리는 크게 4단계로 실시하 으며, 구체적

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로, 텍스톰 프로그램의 정

그림 1. 데이터 수집, 전처리, 분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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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형태소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전처리를 하 다. 게
시글의 제목과 본문을 함께 분석하기 위해 통합한 후 
광고 관련 단어를 불용어로 처리하 다. 형태소 분석을 
위해 일반명사, 고유명사, 복합명사 등을 한 단어로 추
출하는 형태소 분석기인 Espresso K를 활용하여 명사
와 동사, 형용사를 추출하 다. 한국어는 어와 달리 
단순히 공백을 기준으로 단어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를 가진 명사, 동사, 형용사를 추출하여 키워드를 
알아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다. 2단계로는, 빈
도 및 n-gram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관련 용
어, 정책 용어, 전문용어 등을 전처리하 다. 예를 들어, 
Espresso K에서 별개의 단어로 각각 추출되었던 ‘재난 
+ 지원금’, ‘긴급 + 생계비’, ‘가족 + 돌봄 + 휴가’, ‘가정 
+ 폭력’, ‘부부 + 상담’, ‘양성 + 판정’, ‘음성 + 판정’, 
‘재택 + 근무’, ‘사회적 + 거리두기’, ‘역학 + 조사’ 등은 
한 단어로 취급될 수 있도록 붙여쓰기 하 다. 3단계로
는, 출현빈도가 높은 동의어가 키워드로 지나치게 자주 
나타나지 않도록 한 단어로 통합하 다. 예를 들어 ‘코
로나’, ‘코로나바이러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
19’, ‘우한폐렴’ 등의 단어는 ‘코로나19’로, ‘선생님’, ‘선
생’, ‘교사’, ‘쌤’ 등의 단어는 ‘선생님’으로 통합하 다. 4
단계로는, 통계 소프트웨어 R의 ‘tm’ 패키지와 
‘KoNLP’ 패키지를 이용하여 각 단어의 출현빈도(term 
frequency)를 나타내는 문서-단어 행렬(document-term 
matrix)을 생성하 다. 이때 숫자, 날짜 및 시간을 의
미하는 단어, 의미가 없는 한 단어 등을 삭제하 다. 

3. 데이터 분석
코로나19와 가족생활에 관한 블로그, 카페 게시글의 

주요 키워드와 토픽을 도출하기 위해 텍스트마이닝 기
법 중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와 토픽모델 분석(topic modeling)을 활
용하 다. 온라인 게시글은 특성상 데이터의 양이 방대
하므로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
다[56]. 특히,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기술은 기존의 문헌
분석이 갖는 비효율성을 줄이고 자료에 잠재된 의미를 
찾아 유용한 지식을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57]. 

먼저 코로나19와 가족생활 관련 문서의 전반적 경향
을 알아보기 위해 TF-IDF 가중치 값을 바탕으로 상위 

100개 단어를 파악하 다. TF-IDF 가중치 모델은 
TF(term frequency)와 IDF(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곱한 것이다. 특정 게시글에는 자주 출
현하지만, 전체 게시글의 집합에서 그 단어가 출현한 
문서의 수가 적을 경우 TF-IDF 값이 커진다. TF-IDF 
값이 큰 단어는 그 단어가 포함된 문서의 주제 및 의미
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요 키워드가 될 
수 있다[58].

이어서, 수집된 블로그, 카페의 게시글에 잠재된 주요 
토픽을 파악하기 위해 토픽모델 분석(topic modeling) 
기법을 활용하 다. 토픽모델 분석이란 다수의 비정형 
문서에서 글의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서를 
분류하는 확률모형이다. 토픽모델링은 ‘의미는 관계적
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며, 의미가 단어 자체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어떤 단어의 군집에 속해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토픽모델링은 문서별로 각 토픽
에 분류될 확률, 토픽별로 각 단어가 속할 확률을 자동
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사전지식이나 분류작
업 없이 대량 문서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즉, 토픽을 추출하는 방법이 명료하고, 의미의 관계성을 
찾아내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온라인 텍스트 분석에 매
우 유용하다[59]. 본 연구는 토픽모델링 기법 중에서도 
가장 자주 사용되는 잠재디리클레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을 사용하 다. LDA 기법
은 문서 집합 내에서 동시 출현 빈도(co-occurrence 
frequency)가 높은 단어들을 기준으로 문서를 군집하
여 토픽을 추출하는 통계적 텍스트 처리 기법으로, 의
미상 일관성 있는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60]. 이상의 분
석은 통계 소프트웨어 R의 ‘topicmodels’ 패키지를 사용
하 다.

토픽모델링에서 연구자의 주요 역할은 토픽의 개수
를 정하고, 토픽에 주제명을 붙이는 것이다. 토픽의 개
수의 경우, 최적의 수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 토픽의 해
석가능성, 연구문제에 기반한 토픽의 유용성 등을 검토
하여 결정한다[59]. 특히, 토픽모델링은 예외적 단어를 
소수의 토픽으로 묶어 나머지 토픽의 해석가능성을 높
이는 기법이므로, 전체 토픽의 적절성보다는 얼마나 많
은 수의 의미 있고 유용한 토픽을 산출하는가를 고려하
는 것이 중요하다[61].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토픽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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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을 실시한 선행연구의 경우에서도 토픽 수가 다양하
게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뉴스 기사를 분석한 연구
에서는 20개 토픽을 추출하 고[62], 코로나19와 관련
된 걱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글의 길이에 따라 짧은 문서는 15개 토픽, 긴 문서는 
20개 토픽으로 추출하 다[63]. 네이버의 코로나19 관
련 질문과 답변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50개 토픽을 추
출한 후 6개로 군집화하여 설명하 다[40].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토픽의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 
토픽 수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토픽모델링을 실시
하고 결과를 비교해 나갔다. 각각의 토픽이 가지는 의
미와 차별성을 검토한 결과 20-25개 사이가 적절하다
고 판단하고, 토픽이 20개인 경우부터 25개인 경우까
지 도출된 각 토픽에 이름을 붙여보고 해석가능성과 배
타적 의미를 치밀하게 살펴보았다. 그 결과 토픽의 수
가 22개일 때 토픽별 의미가 명료하고 유용한 토픽이 
많이 산출되어, 최종적으로 토픽의 수를 22개로 결정하

다. 이어서 각 토픽에 속할 확률이 높은 단어와 각 토
픽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은 게시글의 내용을 검토하여 
22개 토픽의 주제명을 결정하 다. 마지막으로, 22개 
토픽의 내용을 좀 더 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각 토픽
의 내용을 토대로 6개의 상위범주를 도출하고 상위범
주를 명명하 다.

Ⅳ. 연구결과

1. 코로나19와 가족생활 관련 게시글의 키워드
코로나19와 가족생활 관련 게시글의 키워드를 TF-IDF 

값을 통해 알아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코로나19와 가족생활 관련 게시글의 TF-IDF 상위 100
개 단어

주: 단어별 단순빈도는 교신저자의 별도 연구[2] 참고

TF-IDF 기준으로 1-3위에 해당하는 ‘코로나19’, ‘가
정’, ‘가족’은 본 연구에서 데이터 수집에 사용한 검색어
이다. 이외의 단어들을 살펴보면 아이(5위), 가정보육
(15위), 어린이집(19위), 개학(20위), 온라인(21위), 연
기(28위), 놀이(36위), 집콕(37위), 여행(40위), 학교(42
위), 생활(44위), 휴원(55위), 부모(60위), 엄마(64위), 
집(65위), 가정학습(69위), 주말(75위), 유치원(79위) 
등 자녀돌봄, 자녀교육, 부모역할과 관련된 단어가 중요
하게 등장하 다. 또한 예배(48위), 가정예배(59위), 교
회(62위), 기도(79위), 주일(89위) 등 코로나19 이후의 
종교생활 관련 단어도 주요 키워드 다. 사회적 거리두

순위 단어 TF-IDF 순위 단어 TF-IDF
1 코로나19 209264.90 51 한국 24767.73
2 가정 166776.80 52 방법 24765.37
3 가족 103697.70 53 방문 24396.54
4 아이 67533.63 54 사용 24067.85
5 마스크 63607.46 55 휴원 23723.65
6 바이러스 61584.35 56 정부 23613.14
7 지원 59851.13 57 미국 23568.98
8 감염 54642.66 58 좋음 23560.14

9 확진 53757.38 59 가정예배 23328.69

10 사회적
거리두기 51243.42 60 부모 23281.32

11 확진자 50925.98 61 힘들 23232.58
12 사태 49763.81 62 교회 22943.21
13 상황 46052.39 63 사진 22641.33
14 사람 44734.73 64 엄마 22348.55
15 가정보육 43536.31 65 집 22048.79
16 건강 42693.75 66 필요 21955.60
17 소독 41560.71 67 안전 21459.83
18 시간 41180.20 68 사랑 21321.48
19 어린이집 40629.52 69 가정학습 20701.20
20 개학 39627.94 70 경제 20675.10
21 온라인 37548.46 71 어렵 20668.80
22 확산 36944.44 72 카페 20610.27
23 생각 36543.66 73 진행 20552.16
24 마음 36384.46 74 추가 20399.59
25 예방 35479.80 75 주말 20286.23
26 환자 34748.35 76 준비 19903.66
27 안내 32836.82 77 긴급 19594.07
28 연기 32503.94 78 유치원 19389.50
29 발생 32360.04 79 기도 19223.69
30 친구 30569.47 80 외출 19204.27
31 걱정 30453.35 81 일 18834.93
32 방역 29734.59 82 추천 18800.03
33 자가격리 29305.92 83 밥 18682.78
34 신청 29233.99 84 종식 18420.68
35 극복 29152.80 85 남편 17795.62
36 집콕 28532.32 86 가족돌봄휴가 17681.15
37 뉴스 27648.52 87 고민 17450.65
38 행복 27539.78 88 시장 17364.56
39 여행 27480.87 89 주일 17266.03
40 신천지 27157.43 90 활동 17254.76
41 놀이 27119.21 91 중국 17243.95
42 학교 27066.48 92 수업 17150.50
43 대응 26398.50 93 소득 16978.01
44 생활 25997.66 94 동선 16913.80
45 시작 25888.94 95 학생 16883.47
46 지원금 25615.17 96 취소 16754.99
47 검사 25589.97 97 자녀 16686.31
48 예배 25567.60 98 회사 16659.49
49 하루 25135.48 99 확인 16620.35
50 대구 24902.52 100 직장 164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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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종교활동 방법에서 변화가 일어난 현실을 반 하
는 결과로 보인다. 일(81위), 회사(98위), 직장(100위) 
등의 단어도 중요하게 나타났다. 또한, 사람(14위), 생
각(23위), 마음(24위), 걱정(31위), 극복(35위), 행복(39
위), 좋음(58위), 힘들(61위), 어렵(71위), 고민(87위) 
등의 단어를 보았을 때,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의 생각
과 감정이 블로그와 카페의 게시글에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거리두기(10위), 자가격리(33위), 신
청(34위), 대응(43위), 지원금(46위), 방법(52위), 사용
(54위), 정부(56위), 경제(70위), 긴급(77위), 가족돌봄
휴가(86위), 소득(93위) 등의 단어를 통해 코로나19 관
련 대응이나 정책에 대한 단어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마스크(4위), 바이러스(6위), 감염(8위), 건강(16위), 예
방(25위), 방역(32위) 등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
해 개인위생용품과 소독·방역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확진(9위), 확진
자(11위), 사태(12위), 상황(13위), 뉴스(38위), 신천지
(41위), 하루(50위), 동선(94위) 등을 볼 때, 코로나19 
확진 현황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 1]의 키워드를 워드클라우드 형태로 시각화하면 
[그림 2]와 같다. 문서에 사용된 단어의 빈도를 계산하
여 시각화하는 워드클라우드는 상위빈도 단어가 크게 
표시되어 한눈에 핵심 키워드를 파악할 수 있다. 검색
어인 ‘코로나19’, ‘가정’, ‘가족’은 출현빈도가 매우 높아
서 워크클라우드에서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
문에, 효과적인 시각화를 위해 제외하고 워드클라우드
를 형성하 다. 

주: 검색어인 ‘코로나19’, ‘가정’, ‘가족’ 제외
그림 2. 코로나19와 가족생활 관련 게시글의 

상위단어 워드 클라우드

2. 코로나19와 가족생활 관련 게시글의 토픽
토픽모델링 결과로 도출된 22개 토픽과 각 토픽에 포

함될 확률이 높은 단어는 [표 2]와 같다.

표 2. 코로나19와 가족생활 관련 게시글의 토픽 및 상위단어

번호 토픽명 상위단어(토픽에 포함될 확률 기준)

1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예방, 소독, 방역, 손, 감염, 가족, 극복, 
건강, 착용, 사용, 예방수칙, 구입, 질병관리본부, 
확산

2 코로나19 
확진과 가족

확진, 가족, 확진자, 발생, 자가격리, 추가, 
이동경로, 거주, 여행, 확진동선, 방콕, 나들이, 
자택, 주말, 방문

3 가족감염 코로나19, 가족, 감염, 사람, 상황, 대구, 걱정, 
환자, 한국, 생각, 사태, 확진자, 뉴스, 격리, 확진

4 가족건강 가족, 검사, 면역력, 환자, 돌봄, 전화, 음성, 여성, 
결과, 서비스, 방문, 생일, 업무, 실시, 확인

5 일상생활 가족, 부산, 산책, 심각, 수원, 아파트, 마트, 단계, 
격상, 해외, 인사, 입국금지, 두려움, 강아지, 평화

6 식생활
조심, 식사, 저녁, 코로나19, 음성판정, 맛집, 
집안, 요리, 불안감, 며칠, 완료, 바람, 추천, 
엄마표, 나날

7 식생활 변화 밥, 외식, 집, 음식, 배달, 가족, 돌봄, 전파, 
동거인, 대화, 브리핑, 점심, 증언, 질문, 수원시

8 종교생활 가족, 건강, 마음, 사랑, 행복, 기도, 교회, 회원, 
예배, 주일, 사태, 세상, 고통, 모임, 기원

9 집콕생활 가족, 아이, 집콕, 카페, 엄마, 어린이집, 주말, 
남편, 시간, 아빠, 집, 판정, 하루, 오랜만, 단위

10 개학연기 연기, 개학, 안내, 학교, 아이, 학원, 유치원, 파악, 
확산, 건강, 온라인, 공지, 학생, 휴업, 수업

11 가족행사
가족, 취소, 사회적거리두기, 예약, 돌잔치, 
결혼식, 행사, 휴원, 휴관, 마음, 결혼, 코로나19, 
고민, 예정, 진행

12 여행·휴가
가족, 여행, 가족돌봄휴가, 혼자, 후기, 취소, 인생, 
용인, 제주도, 영화, 마지막, 종식, 이탈리아, 제주, 
문의

13 가족·친구 
걱정

가족, 친구, 걱정, 아들, 시국, 모습, 사진, 아이, 
고민, 파이팅, 생각, 친정, 함께, 마음, 조심

14 코로나19와 
불안

불안, 직원, 경북, 접촉자, 사망, 참석, 아버지, 
말씀, 역학조사, 미세먼지, 강제, 졸업식, 폐렴, 
폐쇄, 소속

15 코로나19와 
스트레스

스트레스, 이웃, 교인, 동네, 고생, 마음, 친척, 
출발, 코로나19, 유급, 나름, 전원생활, 자연텃밭, 
부담, 오픈

16 코로나19시기
대란

난리, 가족, 구매, 의료진, 도시, 위생, 가격, 선물, 
선별진료소, 가게, 대란, 비행기, 졸업, 진료, 
항공권

17 코로나19의 
피해

인천, 아내, 피해, 신경, 신랑, 직장, 중국인, 공원, 
네이버, 질병, 주민, 이해, 유럽, 자영업자, 피해자

18 긴급재난문자 동선, 가족, 지인, 보건소, 주변, 운동, 이동, 방문, 
우한, 남성, 손씻기, 문자, 조심, 안심, 연인

19 가족지원정책 가족, 지원, 신청, 긴급, 울산, 대응, 정부, 안내, 
휴원, 대상, 사용, 신도, 상황, 지원금, 근로자

20 코로나19와 
신천지

확진판정, 사망자, 공개, 오후, 신천지, 천안, 금지, 
마중, 연장, 대전, 구축, 대구교회, 의료원, 
심각단계, 출입

21 코로나19와 
대구

가족, 대구, 시장, 부탁, 입원, 종교, 베트남, 시대, 
한걸음, 자제, 관계, 국가, 사태, 퇴원 확진자수

22 기타 회사, 주문, 식당, 국내, 근무, 사항, 직계가족, 
손님, 불편, 필수, 실시간, 정리, 검체, 예전, 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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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1은 ‘마스크’, ‘예방’, ‘소독’, ‘방역’, ‘손’, ‘감염’, 
‘가족’, ‘극복’, ‘건강’, ‘착용’, ‘사용’, ‘예방수칙’, ‘구입’, 
‘질병관리본부’, ‘확산’ 등이 상위단어 다. 가족의 건강
을 위해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예방하고자 마스크
를 구입, 착용하고 손을 씻는 내용과 가정 내 소독 및 
방역을 위한 질병관리본부 예방수칙에 대한 내용, 여타 
기관의 소독 및 방역 관련 안내 등을 포함되었다. 게시
글의 예로는 “2월 초만 해도 주춤할 것 같았던 코로나
19 근데 갈수록 감염자가 늘어가는 상황에 (중략) 아이
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마스크 착용이랑 손소독제 사용
이 필수가 되었네요”, “코로나 가정 소독 방역 락스나 
알콜로도 됩니다. 질병관리본부 가이드라인입니다”, 
“일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원내 전체 소독 
방역을 하루 2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에 토픽 1을 ‘코로나19 예방’이라고 명명하

다. 
토픽 2는 ‘확진’, ‘가족’, ‘확진자’, ‘발생’, ‘자가격리’, 

‘추가’, ‘이동경로’, ‘거주’, ‘여행’, ‘확진동선’, ‘방콕’, ‘나
들이’, ‘자택’, ‘주말’, ‘방문’ 등이 상위단어 다. 추가 확
진 및 확진자 발생과 이들의 이동경로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었으며, 이에 따라 ‘거주’, ‘자가격리’, ‘자택’, ‘방
문’ 등의 단어가 포함되었다. 이외에 ‘여행’, ‘나들이’, 
‘주말’, ‘방콕’ 등은 추가 확진자 발생에 따라 사회적 거
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나타난 가족의 변화를 반 하는 
단어이다. 수집된 게시글 중 “구미 코로나19 확진동선 
안내”, “주말 나들이 못나가요. (중략)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많아져서 나들이 나가보려고 해도 무서워서 
엄두가 안 나네요. 일요일인데 그냥 집에 있을 예정이
에요. 주말 나들이도 못 나가고, 매일 불안하게 방콕하
는 것도 너무 힘드네요” 등을 보면 이러한 양상을 파악
할 수 있다. 이에 해당 토픽 2를 ‘코로나19 확진과 가
족’이라고 명명하 다. 

토픽 3은 ‘코로나19’, ‘가족’, ‘감염’, ‘사람’, ‘상황’, ‘대
구’, ‘걱정’, ‘환자’, ‘한국’, ‘생각’, ‘사태’, ‘확진자’, ‘뉴스’, 
‘격리’, ‘확진’ 등이 상위단어 다. 한국의 코로나19 상
황에 대한 걱정을 담고 있으며, 뉴스 등의 매체를 활용
하여 확진 현황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음이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걱정과 정보 획득의 동기가 가족감염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감염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가족 내 감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것과 가
족 간 감염의 확산을 우려하는 것이 해당된다. 수집된 
게시글 중 “코로나 특집, 집순이 모드 주말 사이 코로나
가 심각단계로 격상됐다 원래는 미세먼지에도 마스크
를 잘 안 썼는데, 신천지 사태 때문에 상황이 많이 나빠
지고 있다”, “코로나19 가족격리 저만 불안한가요? (중
략) 대구서 가족 감염이 잇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
네요”에서 이러한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토픽 3
을 ‘가족감염’이라고 명명하 다. 

토픽 4는 ‘가족’, ‘검사’, ‘면역력’, ‘환자’, ‘돌봄’, ‘전화’, 
‘음성’, ‘여성’, ‘결과’, ‘서비스’, ‘방문’, ‘생일’, ‘업무’, ‘실
시’, ‘확인’ 등이 상위단어 다. 가족의 면역력을 증진하
기 위한 노력과 가족구성원의 코로나19 검사 및 결과 
확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환자 돌봄 서비스, 
전화 및 방문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수집
된 게시글 중 “우리 가족 면역력 건강을 노니 양제로 
챙기고 있어요”, “아이가 아파서 급하게 병원 갔는데 어
떤 가족이 코로나 음성이 어쩌고 하더니 쫒겨나갔어요. 
괜찮은 거겠죠? 찝찝하네요” 등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
타난다. 이에 토픽 4는 ‘가족건강’이라고 명명하 다. 

토픽 5는 ‘가족’, ‘부산’, ‘산책’, ‘심각’, ‘수원’, ‘아파트’, 
‘마트’, ‘단계’, ‘격상’, ‘해외’, ‘인사’, ‘입국금지’, ‘두려움’, 
‘강아지’, ‘평화’ 등이 상위단어 다. 이는 위기단계가 심
각단계로 격상된 이후 변화된 가족의 양상을 나타낸다. 
일상적 생활공간인 아파트, 마트와 일반적인 활동인 강
아지, 산책, 해외, 입국금지에 대한 내용이나 두려움, 평
화 등의 단어를 통해 일상생의 변화에 대한 정서적 반
응을 유추할 수 있다. 수집된 게시글 중 “코로나 터지고 
구정부터 가정보육 시작했고 생필품 사러 어쩔 수 없이 
마트 정도는 갔구요. 꼭 가야할 때 병원, 애 미칠 거 같
아서 사람 없는 시간에 산책, 단지 놀이터 정도?” 등을 
통해 이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토픽 5를 ‘일상생활’로 
명명하 다. 

토픽 6은 ‘조심’, ‘식사’, ‘저녁’, ‘코로나19’, ‘음성판정’, 
‘맛집’, ‘집단’, ‘요리’, ‘불안감’, ‘며칠’, ‘완료’, ‘바람’, ‘추
천’, ‘엄마표’, ‘나날’ 등이 상위단어 다. 식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크게 두 가지 양상을 포함하
다. 첫째는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으로 외식을 조심하
며 가정에서 요리하는 양상이며, 이로 인해 ‘엄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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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등의 단어가 나타났다. 수집된 게시글 중 “엄마표 
소불고기 저녁 식사 메뉴로 추천해요. 원래 요리를 되
게 못하는데 코로나 땜에 집안에만 박혀있으니 뭐라도 
만들게 되네요” 등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식사를 통
한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식사’, ‘음성판
정’, ‘완료’ 등의 단어가 동시에 포함된 것을 통해 유추
할 수 있다. 수집된 게시글 중 “자택에서 식사 같이한 
지인 1명 검사 중”, “대구경북 지역의 신천지 사람들 외
에도 확진자들이 대거 나오는 건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
가 같이 식사 하거나 그래서일 가능성이 백퍼임”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에 토픽 6을 ‘식생활’이라고 명
명하 다. 

토픽 7은 ‘밥’, ‘외식’, ‘집’, ‘음식’, ‘배달’, ‘가족’, ‘돌봄’, 
‘전파’, ‘동거인’, ‘대화’, ‘브리핑’, ‘점심’, ‘증언’, ‘질문’, 
‘수원시’ 등이 상위단어 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외식
보다는 ‘집, 밥, 배달, 음식’ 등으로 식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집된 게시글 중 “코로나 때문에 집
콕인 요즘 나가지도 않고 오는 손님도 없이 우리 가족 
셋이서 오붓하게(?) 지내는 중이다. 평소에는 친정엄마
와 시어머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음식들을 가져다 주
시는데”, “이놈의 코로나 땜시 삼시세끼 힘드네유”, “울 
가족만 먹으면 되니 배달 좀 시켜 먹을랍니다” 등을 통
해 알 수 있다. 이에 토픽 7을 ‘식생활 변화’라고 명명하

다.
토픽 8은 ‘가족’, ‘건강’, ‘마음’, ‘사랑’, ‘행복’, ‘기도’, 

‘교회’, ‘회원’, ‘예배’, ‘주일’, ‘사태’, ‘세상’, ‘고통’, ‘모임’, 
‘기원’ 등이 상위단어 다. 가족의 건강, 사랑, 행복을 
기도, 기원하고 마음을 위로하는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세상, 고통, 사태 등의 단어와 
교회, 예배, 주일, 회원 등의 단어가 동시에 나타났다. 
수집된 게시글 중 “4월 5일 종려주일 가정예배 순서: 
10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게 되면, 함께 기
도하겠습니다(기도제목은 코로나19, 나라와 민족, 선
거, 교회, 가족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입니다)”, “부처님
오신날 연등접수 안내: 등을 밝히시어 가족 건강, 가정 
평화와 소원성취를 이루십시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경제적 문제에 직면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
고 저도 마음의 위로를 받았네요” 등을 바탕으로 토픽 
8을 ‘종교생활’이라고 명명하 다. 

토픽 9는 ‘가족’, ‘아이’, ‘집콕’, ‘카페’, ‘엄마’, ‘어린이
집’, ‘주말’, ‘남편’, ‘시간’, ‘아빠’, ‘집’, ‘판정’, ‘하루’, ‘오
랜만’, ‘단위’ 등이 상위단어 다. 코로나19 이후 가족생
활을 반 하며, ‘집콕, 카페, 어린이집, 집’ 등의 단어와 
‘엄마, 아빠, 남편’, ‘주말, 시간, 하루, 오랜만’ 등의 단어
를 통해 어린이집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족과 보내
는 시간이 증가하 음을 나타낸다. ‘카페’라는 단어의 
경우 중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는데, 가족원과의 활
동을 찾기 위해 다양한 카페(온라인)에서 정보를 얻는 
내용과 가족들이 카페(오프라인)에 방문하는 내용을 모
두 포함하 다. 수집된 게시글 중 “4인 가족 집콕... 아
빠는 재택근무, 엄마는 무급휴직”, “슬기로운 집콕 생
활. 코로나 19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마트, 그리고 신
천지. (중략) 오랜만에 찾은 단골 카페에서 당분간 테이
크 아웃만 가능하다고 했다”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더
불어 “코로나 때문에 집콕 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남
편이랑 홈트를 같이 시작했는데ㅋㅋㅋ 요즘 덕분에 사
이가 좀 좋네요(부끄)”, “코로나 때문에 부부싸움 ㅠㅠ 
(중략) 아이들과 집에만 있으니 너무 답답하고 지쳐서 
주말에 애들이랑 나들이라도 가자고 말 꺼냈다가 남편
한테 괜한 소리만 들었네요ㅠㅠ” 등의 게시물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가족관계가 개선되거나 악화된 가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토픽 
9를 ‘집콕생활’이라고 명명하 다. 

토픽 10은 ‘연기’, ‘개학’, ‘안내’, ‘학교’, ‘아이’, ‘학원’, 
‘유치원’, ‘파악’, ‘확산’, ‘건강’, ‘온라인’, ‘공지’, ‘학생’, 
‘휴업’, ‘수업’ 등이 상위단어 다. 코로나19 확산에 따
른 ‘유치원, 학교, 학원’의 ‘개학연기, 휴업 조치, 온라인 
수업’ 등에 대한 공지 및 안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
다. 수집된 게시글 중 “큰아이 개학이 또 연기되었네
요”, “코로나19 지역 전파 상황의 심각으로 학교 개학 
연기와 지역 학원, 도장에도 자체 휴관 결정 지침 사항
이 내려와 저희 ○○태권도에서도 아이들의 건강이 가
장 최우선임을 알기에 6주간 휴관을 결정하 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온라인 개학인 만큼 학부모님들과 학생
분들은 궁금한 점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등을 통해 나
타난다. 더불어, “코로나 덕에 강제 이산가족이네요. 개
학연기로 한 달은 어찌어찌 넘겼는데 당장 맡길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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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시골친정에 아이를 보냈어요. 얼른 코로나 종료되
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코로나로 집에 있는 
온갖 것들을 다시 꺼내 놀다보니 아이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좋은 것 같
아요” 등의 게시글을 통해 개학 및 개원 연기 조치 이후
의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토픽 
10을 ‘개학연기’로 명명하 다.

토픽 11은 ‘가족’, ‘취소’, ‘사회적거리두기’, ‘예약’, ‘돌
잔치’, ‘결혼식’, ‘행사’, ‘휴원’, ‘휴관’, ‘마음’, ‘결혼’, ‘코로
나19’, ‘고민’, ‘예정’, ‘진행’ 등이 상위단어 다. 코로나
19 시기 가족행사 관련 내용을 담고 있었다. 돌잔치, 결
혼식, 결혼 등의 가족행사를 진행할지에 고민, 예정대로 
하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등의 양상이 나타났다. 수집된 
게시글 중 “코로나19 때문에 돌잔치 예약한 거 다 취소
하고 우리 세 가족이 소소하게 집에서 ○○이의 첫 생
일을 보내려고 마음먹었지만 (중략) 생일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한테 미안한 감정과 함께 마음이 헛
헛하더라구요”,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도 취소하고 날
짜를 미룰지 계속 고민하던데” 등을 통해 이러한 부분
이 나타난다. 이에 토픽 11을 ‘가족행사’라고 명명하
다. 

토픽 12는 ‘가족’, ‘여행’, ‘가족돌봄휴가’, ‘혼자’, ‘후
기’, ‘취소’, ‘인생’, ‘용인’, ‘제주도’, ‘ 화’, ‘마지막’, ‘종
식’, ‘이탈리아’, ‘제주’, ‘문의’ 등이 상위단어 다. 코로
나19 이후 여행 및 휴가 등에서 나타난 변화에 대한 내
용을 담고 있었다. ‘가족, 혼자, 여행, 가족돌봄휴가’, ‘용
인, 제주도, 이탈리아, 제주’, ‘마지막, 취소, 문의, 종식’ 
등의 단어가 동시에 나타난 점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수집된 게시글 중 “코로나 터져서 이게 마지막 여행이 
되었지”, “코로나 심각성을 모르던 설 연휴에 혼자 교토 
여행을 다녀온 것을 마지막으로 집을 떠나지 못했다. 
(중략) 2월 가족 여행도 취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
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토픽 12를  ‘여행·휴가’라고 명
명하 다.

토픽 13은 ‘가족’, ‘친구’, ‘걱정’, ‘아들’, ‘시국’, ‘모습’, 
‘사진’, ‘아이’, ‘고민’, ‘파이팅’, ‘생각’, ‘친정’, ‘함께’, ‘마
음’, ‘조심’ 등이 상위단어 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가
족과 친구에 대한 걱정을 담고 있었으며, ‘시국, 고민, 
생각, 파이팅’ 등의 단어와 ‘아들, 친정, 함께, 조심’ 등의 

단어가 함께 나타났다는 점으로 유추할 수 있다. 수집
된 게시글 중 “코로나19 때문에 군인은 민간인 걱정, 
민간인은 군인아들 걱정”, “이 어려운 시국 함께 잘 이
겨내 봅시다! 우리 가족 화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등
의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에 토픽 13을 ‘가족·
친구 걱정’이라고 명명하 다. 

토픽 14는 ‘불안’, ‘직원’, ‘경북’, ‘접촉자’, ‘사망’, ‘참
석’, ‘아버지’, ‘말씀’, ‘역학조사’, ‘미세먼지’, ‘강제’, ‘졸업
식’, ‘폐렴’, ‘폐쇄’, ‘소속’ 등으로 코로나19 시기의 불안
을 담고 있었다. ‘소속, 직원, 접촉자, 참석’, ‘사망, 역학
조사, 강제, 폐쇄’ 등의 단어를 통해 코로나19 접촉자로 
인한 역학조사 및 강제폐쇄와 관련된 불안이 나타났으
며, ‘폐렴’ 등에 대한 불안도 드러났다. 수집된 게시글 
중 “코로나19는 아닌지 아니면 1월 2월 미국에서 아팠
을 때 코로나19나 폐렴이었는데 그때는 모르고 지나갔
다가 혹시 폐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중략) 이런 저
런 걱정과 불안이 많아서 고민”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토픽 14를 ‘코로나19와 불안’이라고 명명하 다. 

토픽 15는 ‘스트레스’, ‘이웃’, ‘교인’, ‘동네’, ‘고생’, ‘마
음’, ‘친척’, ‘출발’, ‘코로나19’, ‘유급’, ‘나름’, ‘전원생활’, 
‘자연텃밭’, ‘부담’, ‘오픈’ 등이 상위단어 다. ‘스트레스’, 
‘마음’, ‘고생’, ‘부담’ 등의 단어가 동시에 나타난 것을 
통해 코로나19 시기의 다양한 스트레스와 관련된 주제
임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동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스트레스가 더욱 커지는 양상
이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대처를 위해 ‘전원생활, 자연
텃밭’ 등을 이용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자녀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친척에 의
존하거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모습도 엿볼 수 있었
다. 본 연구의 경우 카페 및 블로그 데이터를 수집하
기 때문에 ‘이웃’이라는 단어가 중의적으로 사용되었는
데, 실제 대면 관계의 이웃과 온라인상의 이웃을 의미
한다. 수집된 게시글 중 “코로나19로 가정보육, 혹은 긴
급보육 보내시는 이웃분들 마음 고생 심하실 텐데 모두 
모두 힘내세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 확진자도 문제이
지만 의료진과 간호사와 스텝, 공무원, 감염자 가족 등 
수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로 상처받
고 있다” 등으로 표현되었다. 이에 토픽 15를 ‘코로나
19와 스트레스’라고 명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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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16의 상위단어는 ‘난리’, ‘가족’, ‘구매’, ‘의료진’, 
‘도시’, ‘위생’, ‘가격’, ‘선물’, ‘선별진료소’, ‘가게’, ‘대란’, 
‘비행기’, ‘졸업’, ‘진료’, ‘항공권’ 등으로, 코로나19가 확
산되며 나타난 다양한 ‘대란’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
었다. ‘난리, 대란’과 ‘구매, 위생, 가격, 가게, 비행기, 항
공권’, ‘졸업, 선물, 도시, 의료진, 선별진료소, 진료’ 등
의 단어가 동시에 나타난 점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수집된 게시글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주위에
서 난리다. 아니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가 난리다. 우리
도 4년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잡아서 베트남에 가려고 
비행기표 까지 끊고 준비했건만”, “마스크 대란” 등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에 토픽 16을 ‘코로나19 시기 대란’이
라고 명명하 다.

토픽 17은 ‘인천’, ‘아내’, ‘피해’, ‘신경’, ‘신랑’, ‘직장’, 
‘중국인’, ‘공원’, ‘네이버’, ‘질병’, ‘주민’, ‘이해’, ‘유럽’, 
‘자 업자’, ‘피해자’ 등이 상위단어 다. 코로나19로 인
한 다양한 피해 양상을 반 하는 것으로 아내와 신랑, 
직장, 자 업자, 주민, 유럽, 피해자 등의 단어가 동시에 
나타난 점에서 유추할 수 있다. 수집된 게시글 중 “배스
킨라빈스는 아내분이 점주시고 인천공항은 유럽 쪽 유
학하는 딸 마중 가신 거라는데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화
목했을 한가정의 모습이 그려져서 너무너무 안타깝네
요”, “코로나19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자 업자” 등이 있었다. 이를 토대로 토픽 17을 ‘코로나
19의 피해’라고 명명하 다. 

토픽 18은 ‘동선’, ‘가족’, ‘지인’, ‘보건소’, ‘주변’, ‘운
동’, ‘이동’, ‘방문’, ‘우한’, ‘남성’, ‘손씻기’, ‘문자’, ‘조심’, 
‘안심’, ‘연인’ 등이 상위단어 다. ‘동선, 주변, 이동, 방
문’과 ‘가족, 지인, 연인’, ‘보건소, 손씻기, 조심, 문자’ 등
의 단어가 동시에 등장한 것으로 보아 코로나19 확진
자의 이동 동선 관련 내용임을 파악할 수 있다. 수집된 
게시글 중 “양천구 코로나19 4번째 확진자 발생 이동
경로 발표 긴급문자발송”, “볼일이 있어서 수원 갔는데 
긴급문자가”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토픽 
18을 ‘긴급재난문자’라고 명명하 다.

토픽 19는 ‘가족’, ‘지원’, ‘신청’, ‘긴급’, ‘울산’, ‘대응’, 
‘정부’, ‘안내’, ‘휴원’, ‘대상’, ‘사용’, ‘신도’, ‘상황’, ‘지원
금’, ‘근로자’ 등이 상위단어 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
움을 겪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사용처, 안내’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수집된 게시글 
중 “가족돌봄휴가 유급 지원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유급지원 한다고 하니 참고하셔요”, “코로
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 알려드립니
다. (중략)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
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등으로 
언급되고 있었다. 이에 토픽 19를 ‘가족지원정책’이라
고 명명하 다. 

토픽 20은 ‘확진판정’, ‘사망자’, ‘공개’, ‘오후’, ‘신천
지’, ‘천안’, ‘금지’, ‘마중’, ‘연장’, ‘대전’, ‘구축’, ‘대구교
회’, ‘의료원’, ‘심각단계’, ‘출입’ 등이 상위단어 다. 신
천지 대구교회에서 나타난 집단감염 사태 이후 활발하
게 논의된 코로나19 환자 현황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수집된 게시글 중 “대구 쪽에 확진자가 집중되
는 현상은 대구 신천지 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요”, “원래는 미세먼지에도 마스크를 잘 안썼는데 신천
지 사태 때문에 상황이 많이 나빠지고 있다.” 등으로 나
타난다. 이에 토픽 20을 ‘코로나19와 신천지’라고 명명
하 다.

토픽 21은 ‘가족’, ‘대구’, ‘시장’, ‘부탁’, ‘입원’, ‘종교’, 
‘베트남’, ‘시대’, ‘한걸음’, ‘자제’, ‘관계’, ‘국가’, ‘사태’, 
‘퇴원’, ‘확진자수’ 등이 상위단어 다. 토픽 20의 연장
선으로 신천지 대구교회의 집단감염 사태 이후 대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되면서 나타난 논의를 
담고 있었다. 대구시장이 입원, 퇴원, 확진자 수 등에 대
해 브리핑하며 국가 위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종교활
동 및 단체활동의 자제를 부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집된 게시글 중 “대구시장 신천지 교인, 오늘 중 검사 
받아라 진단검사 행정명령”, “권 진 대구시장은 자가 
격리 중인 확진자의 생활치료센터 이송은 국가 전체적
으로도 병상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시민의 가족
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결정임을 헤아려 
달라며”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에 토픽 21을 ‘코
로나19와 대구’라고 명명하 다.

토픽 22는 ‘회사’, ‘주문’, ‘식당’, ‘국내’, ‘근무’, ‘사항’, 
‘직계가족’, ‘손님’, ‘불편’, ‘필수’, ‘실시간’, ‘정리’, ‘검체’, 
‘예전’, ‘독감’ 등이 상위단어 다. 해당 토픽에 나타난 
단어들을 바탕으로 수집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크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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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내용이 동시에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
는 코로나19 이후의 근무와 관련된 내용이며, “코로나
로 인해 바뀐 회사 근무”, “회사 근무도 아이 양육도 힘
든 요즈음 (중략) 재택근무를 하며 아이를 돌보는 어떤 
아빠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다. 음... 얼
마나 많은 회사, 또 얼마나 많은 직종이 가능할까?” 등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식당 관련 내용으로 
“식료품, 식당은 업을 금지하는 대신 손님을 제한해
서 받는 방법으로 코로나를 대비한다고 해요”, “어머니
가 식당을 하시는데 방역도 필수로 하고 이것저것 불편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으시다는데 손님이 많이 끊겼다
고 하네요” 등의 내용이 있었다. 마지막은 직계가족 관
련 내용으로 “코로나19로 여러 지역에서 모이는 게 크
게 무리여서 직계가족끼리 하기로 했어요” 등이 있었
다. 토픽 22는 하나의 명칭으로 지칭하는 것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여 ‘기타’라고 명명하 다. 

이상과 같이 코로나19와 가족생활 관련 블로그와 온
라인 카페 게시글에서 도출된 토픽 22개의 주제를 좀 
더 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유사한 토픽끼리 묶어서 
상위범주를 도출하 다. [표 3]과 같이 22개 토픽은 6
개의 상위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3. 코로나19와 가족생활 토픽 범주화

번호 범주명 토픽 번호(토픽명)

1 코로나19라는 질병과 
가족

토픽 1(코로나19 예방)
토픽 2(코로나 확진과 가족)
토픽 3(가족감염)
토픽 4(가족건강)

2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생활 변화

토픽 5(일상생활)
토픽 6(식생활)
토픽 7(식생활 변화)
토픽 8(종교생활)
토픽 9(집콕생활)
토픽 10(개학연기)
토픽 11(가족행사)
토픽 12(여행, 휴가)

3 코로나19 관련 
심리적 이슈

토픽 13(가족, 친구 걱정)
토픽 14(코로나19와 불안)
토픽 15(코로나19와 스트레스)

4 코로나19의 
타격과 피해

토픽 16(코로나19 시기 대란)
토픽 17(코로나19의 피해)

5 코로나19 대응 정책 토픽 18(긴급재난문자)
토픽 19(가족지원정책)

6 코로나19 지역확산 
및 기타

토픽 20(코로나19와 신천지)
토픽 21(코로나19와 대구)
토픽 22(기타)

범주 1은, ‘코로나19라는 질병과 가족’으로 코로나19
의 예방, 감염, 확진 등의 이슈와 함께 가족건강에 대한 
내용을 담은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주 2는, ‘코로
나19로 인한 가족생활 변화’이며, 코로나19 이후 나타
난 다양한 일상 및 가족생활의 변화를 담은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주 3은, ‘코로나19 관련 심리적 이슈’
로 코로나19 이후의 걱정, 불안, 스트레스 등의 내용을 
담은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주 4는, ‘코로나19의 
타격과 피해’로 코로나19 시기 발생한 어려움에 대한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주 5는, ‘코로나19 대응 정
책’으로 관련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은 토픽으로 구성
되어 있다. 범주 6은, ‘코로나19 지역확산 및 기타’로 
코로나19의 1차 확산기에 발생한 지역확산에 대한 내
용을 담은 토픽과 기타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와 가족생활 관련 블로그, 카
페 게시글의 키워드를 살펴보고 토픽을 도출하 다. 분
석대상은 2020년 2월 23일부터 4월 19일 사이에 네이
버와 다음의 블로그, 카페에 게시된 문서 총 351,734
건이었다. TF-IDF 값을 기준으로 키워드를 살펴보았으
며, 토픽모델링을 통해 총 22개의 토픽을 도출하고 토
픽명을 부여하 다. 

코로나19와 가족생활 관련 게시글의 주요 키워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가족생활의 다양한 차원에서 여러 
변화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이
후의 자녀돌봄, 자녀교육, 종교생활, 근로와 관련된 키
워드가 다수 등장하 다. 더불어 확진현황, 개인위생용
품 및 소독·방역, 코로나19 관련 정책 등 다양한 역과 
관련된 키워드도 함께 발견되었다. 블로그 및 온라인 
카페의 특성상, 상위 키워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사
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긍정 정서를 의미하는 ‘좋음’과 부정 정서를 의미하는 
‘힘들’, ‘어렵’ 등의 키워드는 토픽에서는 나타나지 않았
지만 TF-IDF 기준 키워드로 나타나 코로나19 이후의 
정서적 측면을 보여주었다.

토픽모델링의 결과로 도출된 토픽들은 가족생활의 



소셜 빅데이터로 알아본 코로나19와 가족생활: 토픽모델 접근 295

매우 다양한 측면을 아우른다. 코로나19라는 질병의 예
방, 감염, 확진과 가족건강 등의 주제가 토픽 1(코로나
19 예방), 토픽 2(코로나 확진과 가족), 토픽 3(가족감
염), 토픽 4(가족건강)에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 전반뿐만 아니라 식생활, 주거생활, 여가생활, 
종교생활, 자녀돌봄, 자녀교육, 가족의례 등 가족생활의 
구체적인 역에서 나타난 변화에 대한 내용은 토픽 5
(일상생활), 토픽 6(식생활), 토픽 7(식생활 변화), 토픽 
8(종교생활), 토픽 9(집콕생활), 토픽 10(개학연기), 토
픽 11(가족행사), 토픽 12(여행, 휴가)에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걱정, 불안, 스트레스 등 심리적 이슈는 토
픽 13(가족, 친구 걱정), 토픽 14(코로나19와 불안), 토
픽 15(코로나19와 스트레스)에서 드러났다. 코로나19 
상황이 ‘대란’으로 비유될 정도로 가족생활에 커다란 타
격과 피해를 주었음은 토픽 16(코로나19 시기 대란)과 
토픽 17(코로나19의 피해)에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
련 정부의 대응이나 가족지원정책에 대한 주제는 토픽 
18(긴급재난문자)과 토픽 19(가족지원정책)를 통해 파
악할 수 있다. 자료수집 시기에 코로나19가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된 것을 반 하는 내용도 토픽 
20(코로나19와 신천지), 토픽 21(코로나19와 대구)에
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코로나19가 가족
생활에 미친 전방위적 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식
생활, 주거생활, 여가생활, 종교생활, 가족돌봄, 자녀교
육, 가족의례 등의 역에서의 변화와 향이 두드러짐
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중 식생활과 주거생활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역이다. 식생
활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외식을 자제하고 집에서 직
접 요리를 하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 배달하는 등 
변화가 나타났다. ‘엄마표 요리’ 등의 단어를 통해 코로
나19 시대에도 여성이 식생활의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주거생활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을 자제하
게 되면서 ‘집콕’, ‘방콕’ 등의 생활양식이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보이는 양상이 되었다. 코로나19 이전의 한국인에
게 집은 수면과 같은 제한된 기능만 수행했던 공간이었
다면, 코로나19 이후의 집은 일, 돌봄, 교육, 여가, 종교
활동 등을 위한 복합적 공간으로 변모[2]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집 밖의 사람들과의 접
촉이 감소한 반면, 집 안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증
가했다는 점은 코로나19가 가져온 중대한 변화이다. 본 
연구의 토픽모델링 결과 토픽 9(집콕생활)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
다는 내용과 가족의 공유시간이 증가하여 가족관계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어, 코로나19 
이후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토픽 10
(개학연기)에서도 원격수업 이후 부모-자녀 간의 공유
시간이 증가하자 관계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변화
하 다는 내용이 게시글을 통해 나타났다. 가족 행사 
및 의례, 가족 여행과 휴가 등에의 변화가 주요 토픽으
로 도출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시점인 2020년 2월 23일부터 4
월 19일은 코로나19의 확산이 가족생활에 급격한 변화
를 가져온 초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시기에 식생활, 주
거생활, 여가생활, 종교생활, 자녀돌봄, 자녀교육, 가족
의례 역의 변화가 소셜 미디어에서 부각된 것은 코로
나19 확산기에 일반인이 체험한 변화를 파악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의 선행연구에서는 돌봄, 
가사노동 등의 역에 상대적으로 더 관심을 기울인 경
향이 있는데, 코로나19가 가족생활에 미친 향을 파악
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차원에 관심을 두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코로나19라는 질병과 가족의 연결방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도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지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더라도 가족 등 거주공간을 공유하
는 사람들은 코로나19의 감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은 직장 등에서 
접촉한 사람보다 감염률이 높다고 한다[64]. 이렇듯 가
족이 건강공동체라는 점이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나타
난다. 예를 들면 가족 간 코로나19의 감염과 이에 대한 
우려를 주제로 한 토픽 3이나, 코로나19 가족건강에 대
한 토픽 4가 발견된 점이 그러하다. 건강공동체로서의 
가족을 시사하는 내용은 코로나19와 직결된 신체적 건
강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정서적 어려움 등 
정신적 건강과 연결된 토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토
픽 13은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걱정, 토픽 14는 불안, 
토픽 15는 스트레스를 주제로 하여 모두 코로나19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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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가족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심리적 어려움을 
드러낸다. 국내 가족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가족을 건강
공동체로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련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데,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건강공동체로서의 가
족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기를 기대한다.

코로나19 시기 재택근무의 증가와 같은 일과 가족생
활에서의 변화[25][26]나 코로나19의 경제적 향
[65][66]은 코로나19 관련 선행연구에서 강조된 주제
이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관련 내용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는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는 코로
나19 시기 근무여건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기업 규모 및 직종에 따라 근무여건의 편차가 컸기 때
문에 소셜 미디어에서 관련 내용이 적게 나타났을 가능
성이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근무여건 변화를 국
제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일본, 국, 중
국, 이탈리아 가운데 가장 근무환경이 적게 변화한 국
가 다[67]. 한편, 코로나19의 경제적 측면이 본 연구
에서 별도의 토픽으로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TF-IDF 
상위 단어에 ‘지원금’, ‘힘들’, ‘경제’, ‘어렵’, ‘소득’ 등 경
제적 상황과 관련된 단어는 다수 등장하 다. 본 연구
에서 경제적 측면이 하나의 토픽으로 묶이지 않은 이유
는 여러 토픽에 경제적 측면이 포함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제로 토픽 16(코로나19 시기 대란)에 소비생활
의 이슈가, 토픽 17(코로나19의 피해)에 자 업자 등이 
경험하는 경제적 피해와 어려움이 드러났다. 토픽 14
(코로나19와 불안), 토픽 15(코로나19와 스트레스) 등
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이 포함되
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가족생활에 미친 전
반적 향을 알아보고자 하 으므로 다양한 차원을 개
괄적으로 탐색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연구결과 나
타난 토픽들이 코로나19가 향을 미친 삶의 중요한 

역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 토픽의 구체적 양
상이나 인과관계를 알아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
째, 코로나19가 가족의 심리적 측면이나 가족관계에 미
치는 향이 크다는 것은 파악할 수 있었으나, 구체적
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파악
할 수 없었다. 후속연구에서는 가족스트레스 관점의 선

행연구[1]처럼 가족학적 이론을 토대로 코로나19 팬데
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가족생활에 미친 향을 세밀
하게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소셜 빅데
이터를 추출할 때 사용한 검색어가 ‘가족’, ‘가정’으로 제
한적이었다. 가족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다양한 검색어
를 사용하여 소셜 빅데이터를 추출한 연구가 소수 등장
하고 있으나[68][69], 아직까지 대다수의 연구는 기술
적 한계로 매우 적은 수의 검색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가족’, ‘가정’이라는 검색어가 본 연구의 문제의식
을 담기에 충분히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가족생활의 다
양한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
한 검색어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 초반기에 블로그, 카페
에 게시된 글만 수집하고 분석하 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후속연구에서는 더 오랜 기
간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토픽의 시기별 동향을 비교 분
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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